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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봉사동기(PSM)이 구성원의 직무만족(JS)과 인지된 직무성과(PJP)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하는 매개변수의 존재와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매개변수로 활용된 구성원과 조직의 적합성 개념(POF)은 인사제도의 적합성으로 정의함으로써 PSM와 개인 및 조직 
효과성 사이에서 인사제도 적합성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에 창원시 보건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자료를 토대
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통합된 공무 조직에서의 PSM은 JS와 PJP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PSM은 조직구성원의 JS와 PJP를 높여주지만, POF의 역할도 유의미함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PSM은 구성원과 조직 간 제도적 적합성을 통해 직무만족과 업무성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
을 도출 할 수 있다. 
주제어 : 공공봉사동기, 직무만족, 인지된 직무성과, 개인-조직 적합성, 통합된 공무조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s of PSM on job satisfaction (JS) and 
perceived job performance (PJP) in public institutions and to identify indirect effects of the mediator. In 
particular, we define the person-organization fit (POF) used as the mediator as the fitness of the personnel 
system and identify the influence of POF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M, JS, and PJP.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were conducted for the members of Changwon Public Health Center and empirical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PSM in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organ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JS and PJP. Second, PSM shows that JS and 
PJP of organization members are improved through mediating effect of POF. It can be concluded that PSM 
can improve JS and PJP through institutional fit between member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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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공기관은국민을대상으로공익적서비스를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공익을 실현한다는 생각은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자부심

을 형성하고, 자신이 일하는 직무의 가치를 부여함으로

써 일에 대한 동기부여인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이하 PSM)를 만들어낸다. PSM는 공공기관

의조직성과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서

최근까지 지속해서 관련 연구들을 통해 다루어져 왔다.

특히 공공기관 또한 일반적인 조직의 기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PSM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를 반영한 연구들이 존재한다[1, 2].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PSM가 종속변수인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인지된 업무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기여하는매개변수의존재와효과를파악하고자한다.

매개 변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공

익적가치를지향하는나는이조직과잘맞는부분이있

기 때문에 업무가 만족스럽고, 일의 성과를 낼 수 있었

다.”라는가정적문장을기반으로매개변수를정리하였다.

기존관련연구는구성원-조직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 이하 POF)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구성원과

조직이 양립가능한 정서적 특성(비전, 미션, 문화 등)을

공유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PSM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3].

본 연구에서는구성원과조직의적합성을기존의정서적

적합성이 아닌 제도적 적합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위해인사제도의적합성개념을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연구는 PSM와개인및조직효과성사이에서제도적

적합성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제시
2.1 직무만족 (JS, Job Satisfaction)
직무만족(이하 JS)이란 구성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

무에대해긍정적인감정을갖게되는것으로말한다. 이

러한긍정적인감정은해당직무가가진매력과그직무

를수행하는과정에서느끼게되는좋은평가등을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될수록, 해당 구성원은 조

직에대한애착을갖게되며, 조직에대한애착은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에 관심을 끌게 만들게 된다. 궁극적으로

조직의목표와구성원개인의목표를일치시키게되면서

조직은구성원의능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성과를높

일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5]. JS에서 만족감의 형성은

구성원 개인과 이를 둘러싼 작업 환경의 관계 설정으로

정리할수있다. 즉, 개인이자신의직무를수행하는과정

에서작업환경이적극적인지원을제공하는가가만족을

형성하는 프로세스이며, 지원의 적합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수준이높아질수록만족감이높아지게되는것이다

[6]. 결과적으로 JS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개인

의 특징적인 요소와 작업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리

할 수 있다. JS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JS에 대한 연구

가공공의복리를추구하는공공기관을대상으로도확장

되었으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구성

원의 JS 연구에선행연구결과들이적용되고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율성 수준, 수평적

혹은 수직적 조직문화, 리더십의 영향력 등 영리를 추구

하는 조직인 기업의 JS 창출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예로 들 수 있다[7].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PSM와 같이 공공조직 내 구성원이

갖게 되는 개인의 특징적 요소들이 공공직관 JS 연구에

포함되고 있다[6, 8].

2.2 인지된 직무성과
    (PJP, Perceived Job Performance)
구성원이인지하는직무성과는조직을관리하는활동

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주요한자료로볼수있다. 또한, 구성원개인에게주어진

직무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사용된다[9].

직무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조직의 구성원이

자신의직무를수행하면서달성하고자하는목표에어느

정도 접근하였는지, 즉 목표 달성 수준에 따른 성공여부

를말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정량적인접근법을

취한다면직무성과의향상은생산성의향상과함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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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이다[10]. 그러나 생산성의 개념은 구성원

개인이 만들어내는 유형의 산출물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직무성과의개념을상당히협소하게판단하는것으로볼

수있다. 따라서직무성과의개념은그의미를정량적산

출가능성에따라판단하는것을넘어서, 구성원이자신의

직무에서정의할수있는성취의기준(정성적, 정량적)에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논의되고[11].

앞서 언급된 직무성과의 확장적 개념을 반영하여, 조

직구성원의직무성과에대한연구에서 PJP의 개념이적

용되고 있다. 수행하는 직무를 통해 거둔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성과및구성원의직무추진역량[2], 직무를처리

하는 속도의 향상,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 직무 수행 시

정확성향상여부[12], 직무 수행주체의주도성, 직무수

행 시 적절한 의사소통 지원, 지식과 신뢰의 향상, 효율

성, 혁신성등 다양한 변수가 PJP를 측정하기위한도구

로 활용되고 있다[13]. 이들의 측정은 대부분 정량적인

수치를 사용하기보다 해당 측정 도구에 대한 개인의 인

지와판단에따른답변을토대로구성됨으로써정성적인

접근법을취하고있으며, 인지된 PJP의 다양한유형들로

볼 수 있다.

2.3 공직봉사동기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직무에 대

한집중과노력이필요하다. 즉, 동기부여가필요하다. 이

를 위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조직은 경제적인

반대급부를통해동기부여를이끌어내고자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

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공공기관이구성원의동기부여를위해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취하게 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PSM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공공의서비스가가진가치, 그리고그가치에대한개인

의 의미부여가 구성원의 업무에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는 해당 서비스

가 이타적 행위라는데 있다.

Perry and Hondeghem [14]은 PSM을 한정된 지역에

예속되지않고경계를넘어서국가혹은전지구적인맥

락에서인류에공헌하려는숭고한이타심을통해만들어

지는 동기부여로 제시하였다. Perry and Hondeghem

[14]은 PSM을공공기관이자신에제공하는서비스를통

해 국민과 사회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개

인의 친 사회적(pro-social) 동기부여로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Vandenabeele [15, p.547]은 PSM을 “개인과조직

의이익을넘어, 더넓은개념의정치적인사회의이익에

집중하여, 이에개인이적절하게행동하도록동기부여하

는 신념, 가치, 태도”로 정의하였다.

PSM은구성원의조직에대한신뢰감형성, 생산효율

성의 향상 및 새로운 경영 기법의 도입 및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맥락에

서PSM은 공공기관의경영활동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

요소로서다루어지고있다[16]. PSM이구성원의직무활

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PSM의

긍정적인효과를보여주고있다[9]. PSM은 JS, 조직시민

행동, 혁신행동과 같은 구성원의 업무 성과 향상에 관련

된변수들과의인과관계에서긍정적인영향력을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 17].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에게 의

료및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써국민건강증

진이라는 사명이 있음으로써, 구성원들이 나름의PSM을

내적으로형성할수있는충분한상황을갖추고있는것

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인위적 통폐합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조직 구조의 불안

정함은 구성원의 JS, 직무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18].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PSM와 관련된 기존 문헌들을 기초로 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1 PSM은 JS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개인

의 PSM 수준이 높아질수록 JS 수준도높아질 것

이다.

이와 함께 PSM은 PJP와도 긍정적 인과 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PSM가 높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구

성원이 자신의 직무가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적극적

인의미부여를 하는것으로볼수 있다[19]. 이는 자신의

직무를 성취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무를 통해 더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함으로써 PJP를 높

일수있다고유추할수있다[20]. 그리고 이러한논리적

인과관계는 실증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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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PSM은 PJP에 직접적인효과를미칠것이다. 개인

의 PSM수준이높아질수록 PJP 수준도높아질것

이다.

2.4 개인-조직 적합성
    (POF, Person–Organization Fit)
POF은 조직이 가진 특성이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의

특성과 일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과 구성원 개인의

태도와행동이개인과 조직사이에서 적합(fitness)과 일

치(congruence)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3].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POF는 개인과

조직의 양립가능성(compatibility)으로 정의되었다. Kristof

[22]은 POF라는개인과조직이양립되는상태가다음의3

가지 상황에서존재할수있음을언급하였다. 첫째, 적어

도한조직이다른개체의필요(needs)를 제공하는경우,

둘째, 조직과개인에게공통의특성이존재하는경우, 셋

째, 위 두 상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이다.

기존 POF 연구들은 POF를 구성원과 조직의 적합이

라는개념을다양하게정의하고있다. 우선 Bright(2007)

은 POF를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구성원과 조직이

상호 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서로 기여하면서 형성

되는 ‘상호보완적 일치(complementary congruence)’와

구성원과 조직이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추가적인 일치(supplementary congruence)’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Caplan [23]은 조직이 구성원의 필요, 바

램, 선호사항을충족시켜줄때 POF 가발생한다는필요

/공급(needs/supplies) 관점과 구성원이 조직의 요구 사

항에 부합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POF가 발생한다

는 수요/역량(demands/abilities)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정리해 본다면 POF는 문화적인 공감

대 형성을 통한 일치와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

성하는것으로나누어볼수있다. Kim [3]의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일치’의 관점에서 POF를 제도적인 틀로 규명

하지 않고 조직이 제시하는 가치와 구성원이 가진 가치

의 일치되는 수준, 즉 문화적 공감대를 중심으로 POF를

정리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영역의 확장을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POF 역

할에대해집중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인사제

도의 적합성 개념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PSM는 JS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연

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있다[6]. 그러나 PSM이 JS에 영

향을미치는프로세스에대한논의가확장되면서새로운

변수들이 PSM와 JS의 인과관계에 조절효과 혹은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 24].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 PSM이 JS에 영향을미치

는 과정에서 POF의 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POF의 한 유형으로서 인사제도의 적

합성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사제도의

적합성 유형 중 PSM와 JS의 관계에 간접 효과를 미칠

수있는것으로개인의역량향상및활용에관련된인사

제도와 조직 구성원의 적합성을 제시하였다[36, 37, 38].

역량의향상및활용에대한조직차원의제도적지지는

자기 효능감을 향상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PSM를

통해 업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구성원이 이 가치를

실제로구현하는것이가능하다는인식을하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JS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수있다. 이 가정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가설을

설정하였다[39, 40, 41].

H3 PSM는 POF의 영향을 통해 JS에 간접적,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POF의 개념은 개인의 직무수행역량 관련 제도와 함

께 개인이 수행한 PJP를 평가하는 제도를 포함한다. 조

직구성원이업무평가를통한인사고과가공정하다고인

식하는경우이는궁극적으로 PJP에 긍정적인영향을미

치게 된다[25]. 앞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PSM와 PJP

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POF로서인사제도의적합성을제시했으며, 특히

PSM와 PJP에 간접적인효과를미치는요소로써인사제

도의적합성중구성원의업무평가에대한공정성인식

수준을적용하고자한다. 즉, 자신이수행한직무에대한

적절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는신뢰는조직의제도에

대한공정성인식을하게하고, 자신이속한조직에대한

자부심과 안정감 등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 인지적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6]. 따라서 높은 PSM를 가

진 구성원은 직무의 가치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이 있는

상태에서 공정한 인사제도의 인식은 조직 자체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 목표 달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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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성원의성과창출에노력할것으로가정할수있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PSM은 POF의영향을통해 PJP에 간접적,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설계
3.1 표본의 특성
한국의 공무원 조직은 최근 급락하는 인구구조의 변

화에따라보건소간합병혹은폐쇄와같은새로운국면

을 맞이하고 있다.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보건소는 시와

시간의합병때문에자동으로합병이되기도한다. 이러

한통합시형태에서의보건소는물리적으로서로떨어져

있지만같은지방정부의지원과통제때문에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창원시 보건소가 총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역

할을하고있으며, 이외마산보건소와진해보건소는창

원시통합이전의마산시와진해시지역보건소실무및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

한 공무원 조직구조의 변화는 PSM의 기능적 역할이 요

구되며전통적인인사조직상에서의 JS나 직무몰입과같

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과 통

합된조직사이에발생할수있는심리적거리를최소화

하는 POF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

다[3].

본 연구는 군집방식 중 무작위표본추출법을 통해 설

문조사를 했으며, 통합창원시에 소재하는 합병된 3개의

보건소인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가 표본으

로 선정되었다. 각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면대

면인터뷰를중심으로한단순무작위설문을했으며, 204

부를 배포하여 200부가 회수되어 98%의 회수율을 나타

냈다. 분석에서 제외된 설문지는 주로 설문에 항목에 대

한 답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결측값이 존재하는 것

과 회신의 내용이 극단값에 치우진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19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Table 1>는본연구에서사용된응답자의주요특성

을보여주고있다. 전체응답자중, 72%는보건소에근무

하며 28%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부서에 따른

Variables Frequency Percent

Affiliation

Main civil
office

139 72.0

Branch civil
office

54 28.0

Department

Administration 3 1.6
Healthcare 40 20.7
Medical Affair 2 1.0
Medication 1 0.5
Nursing 56 29.0
Medical
Technic

53 27.5

General
Function

6 3.1

Special 18 9.3
Contract 2 1.0
n/a 12 6.2

Job rank

Level 5 2 1.0
Level 6 49 25.4
Level 7 73 37.8
Level 8 24 12.4
Level 9 6 3.1
etc 39 20.2

Gender
Male 38 19.7
Female 155 80.3

Age

20s 13 6.7
30s 46 23.8
40s 73 37.8
50s 56 29.0
n/a 5 2.6

Years of civil
service
experience

0-5 31 16.1
6-10 26 13.5
11-15 7 3.6
16-20 20 10.4
21-25 43 22.3
26-30 25 13.0
30+ 22 11.4
n/a 19 9.8

Total 193 100
Note: N/A = no answer.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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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는간호와의료기술이각각 29%와 27.5%로가장높

았으며 직급에 따른 빈도는 7급 37.8%, 6급 25.4%로 나

타났다. 응답자는대부분이여성(80.3%)이었으며연령대

는 40대(37.8%)와 50대(29%)가 주를 이루었다.

3.2 직무만족, 인지된 직무성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설문문항은5점 Likert-type

척도(1=매우그렇지않음, 5=매우그러함)를 사용하였다.

JS은 Taylor [24]가 고안한측정도구를사용하였고, 8개

의 문항은주로공무원의직무와역량의활용, 업무환경,

직무 중요성, 이직 가능성 등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27]. PJP는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업무

의 성과에 대한 인지적 향상을 의미한다[13]. Kim [3]은

공무원의인구통계학적요인이 JS 및 PJP에 영향을미친

다고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이를통제하기위해직급,

성별, 부서, 공무원 경력 등을 포함하였다.

3.3 공공봉사동기, 개인-조직 적합성
PSM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봉사의 중요성 인식 정도,

의무감, 사회공헌 중시 등에 대한 몰입정도를 의미한다

[16, 28]. Perry [29]가 제시한설문을바탕으로보건소특

유의 업무에 관한 관련 설문을 추가하였다. POF은 Kim

[3]이주장한바와같이개인과조직간의적합성을나타

내며 적합성은 제도를 통해 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적

합성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공무원은 조직에 대한 몰입

과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10, 31].

4.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적 추정 방식은 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며 사용한 통계패키지

는 STATA 14.0이다. 구조방정식은요인과요인간의통

계적 유의미성과 그 정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도구이며, 다양한타당성검증에도적합하다[32]. 본 연구

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POF이 PSM와 JS 및 PJP를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4.1 모델 적합도 및 요인설명력
기술적통계분석에해당하는요인에대한측정변수의

요인적재치결과는다음과같다. PSM, POF, JS, PJP 등

모든요인에대한관측변수가유의수준0.001에서유의미

하며 요인적재치도 대부분0.6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KMO 0.9512,

RMSEA 0.077, CFI, 0.891, TLI 0.882, SRMR 0.062로모

델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Table 2>은 회전된 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크론바

흐 알파,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을 보여주며 요인간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값(square root)을 나타낸다. Hu and Bentler [33]

가 제시한 구조방정식의 결과값 해석방법에 따라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POF에 대해서는 평균 3.9

정도로 회신하였으며나머지 PSM, JS, PJP는모두 5 이

상을 나타냈다.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흐 알파값은

모두 0.9 이상, 복합신뢰도는 0.9 이상, 평균분산추출은

0.7 이상으로 신뢰성 및 수렴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간 상관관계의 정도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 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 판별타당성도 확인되

었다[32].

구조방정식은주로요인간 구조(path)의 계수, t값, R2

에 의해 평가된다. 주로 구조방정식의 구조를 설계할 때

각 요인간 구조의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미성 평가

방식은비모수부트스트래핑(nonparametric bootstrapping)

Factor Mean S.D. Alpha CR AVE
Inter-Construct Correlations

PSM POF JS PJP

PSM 5.314 1.063 0.920 0.937 0.813 0.902* 　 　 　

POF 3.929 1.173 0.940 0.939 0.784 0.713 0.885* 　 　

JS 5.014 1.135 0.915 0.918 0.785 0.496 0.445 0.886* 　

PJP 5.177 1.015 0.943 0.945 0.881 0.602 0.582 0.520 0.939*

* p<0.001

<Table 2> Results of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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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용하며, 반복수는일반적으로 500회에서1000회까지

권장된다[34]. 동일한 방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본 연구

의모델전체설명력(R2)은 96.4%로나타났으며, PSM는

JS에 대한 설명력이57.4%, POF에 대해서는 32.1%, PJP

에 대해서는 49.5% 수준을 나타냈다.

4.2 가설검증
<Table 3>는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가설1은 PSM가 JS에직접적인긍정의영향을준다는것

이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PSM는 다양한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황에서도 JS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었다(β

=.496, p<0.001). 이는 본연구의가설 1을지지한다는것

을 의미한다. 가설 1과 유사한 의미로 PSM는 PJP에 직

접적인긍정의 효과를 준다는것이가설 2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를 PJP에 모두 영향을 준다는 상황 속에서

PSM가 PJP에 미치는 영향은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β

=.385, p<0.001). 가설 3은 PSM가 POF을통해 JS에간접

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공공봉사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직원의 공공조직으로부터 느끼

게되는정당성과신뢰가높은제도의지원에대한인식

이높아져 JS도가높아진다는것이다. 분석결과, PSM와

POF은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β=.481, p<0.001),

간접 효과 또한 양의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 가설 3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3, p<0.01). 가설 4는 가

설 3과유사하게 PSM가 POF을통해간접적으로 PJP에

긍정적인영향을준다는것이다. 분석결과, 이관계는양

의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으며(β=.481, p<0.001), 간접

효과도유의미하게확인되었다(β=.150, p<0.001). 통제변

수가 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쉽게도 공무원 근

무경력이 JS에미치는영향만양의유의미하게나타났다

(β=.315, p<0.05).

Path β t-value
H1: PSM →JS 0.496 6.61***
H2: PSM →PJP 0.385 4.77***
H3: POF →JS 0.231 3.24**
H4: POF →PJP 0.366 5.03***
H3&H4: PSM →POF 0.481 7.09***
Gender →JS -0.071 -1.13
Gender →PJP -0.073 -1.10
Age →JS -0.143 -0.96
Age →PJP 0.018 0.12
PST →JS 0.315 2.01*
PST →PJP 0.134 0.81
Department →JS -0.013 -0.21
Department →PJP -0.062 -0.89
Position →JS -0.019 -0.19
Position →PJP 0.050 0.49
PHST →JS 0.058 0.82
PHST →PJP -0.040 -0.54
* p<0.05, ** p<0.01, *** p<0.001

<Table 3> Results of SEM

<Table 4>는 가설 1부터 가설 4에 대한 모든 연결관

계에 대한 구조방정식의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로살펴보기위한 bootstrapping 결과이다. 본 연구는위

의 관계가 2000번의 비모수 bootstrapping에서도 강건한

지를 살펴보았으며 직접효과가 아주 미약하게 변화하였

지만그크기는전체적으로변화하지않음을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정한 4개의 가설 모두 지지가 됨을

다시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보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통합되어 변화된 조직 환경 속에서 PSM의

효과에관해 JS과 PJP 간의 관계를규명하며, 이러한다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t Indirect effect

H1: PSM →JS 0.616*** 0.503*** 0.113**

H2: PSM →PJP 0.479*** 0.328*** 0.150***

H3: POF →JS 0.231** 0.231**

H4: POF →PJP 0.307*** 0.307***

H3&H4: PSM →POF 0.490*** 0.490*** 　

* p<0.05, ** p<0.01, *** p<0.001

Note: Nonparametric bootstrapping 2000 iterations

<Table 4> Results of Bootst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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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관계를매개하는요소가적합한인사제도라는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된공무조직에서의 PSM는 JS과 PJP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조직에

서조직원은스스로시민에대한봉사동기가강해질수록

조직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감

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조직적 차원에서 봉사에 대한 동

기부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PSM는 조직의 성과 차원에서 나타나는공무원

개인의 JS과 PJP를높여주지만, 이는조직원에게제도적

정당성을가져다줄수있는인사제도가올바르게작동함

으로써 그러한 프로세스가 잘 운영된다. POF은 공공조

직의문화적분위기와는달리공무원이조직으로부터성

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받고 있는지에 따

라다르게나타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PSM는개별

공무원이 적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됨

에따라직무향상에도움이되며, 공무원스스로가올바

른직무특성에배치되는제도가정착됨에따라직무만

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PSM의기본적인동기부여에대한여러가지도

구 중 체계적인 제도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

서 발견한 문화적 환경 혹은 분위기 조성이 직무성과와

직무 몰입에 기여한다는 점과 달리[3, 35], 본 연구는 그

러한분위기도공무원의역량에기초한올바른직무배치

와 정당한 직무평가와 같은 기초적인 제도의 기반 위에

성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발견했다. 특히, 본연구의

결과는 조직구조의 변화를 거치게 된 공공 조직 하에서

약화할수있는 JS과직무성과를보다향상할수있는방

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PSM 이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시사점은첫째, 통합된공무조직연구에대

한 시도이며 우리나라 공무조직들이 앞으로 겪게 될 큰

변화에 대한 대응적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우리나

라는 인구절벽과 더불어 향후 지방정부 산하의 다양한

공무조직이통폐합을겪게될수밖에없다. 이에대한준

비로공무원들은일순간다른조직으로흡수되어직무적

혹은심리적혼란을겪게될것이므로본연구의결과와

같이절차적정당성이바람직하게운영된다면조직의성

과 개선에기여될 것으로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

합되는공무조직은사전적으로제도를통합하여직무평

가시스템과인사제도를최대한공정하게조율하고, 조직

에서발생할수있는비효율성을제거하기위해직무환

경개선과 효율적 직무배치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중요할것이다. 둘째, 공공 조직사회에서공무원이

인지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봉사동기가활성화되고이것이공무조직의성

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직무에 대한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안정화된 직무를 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절약하기위해서조직차원에서인사제도를이해

시키기 위한 훈련 혹은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을 실행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연구의한계점은다음과같다. 첫째, 통합된조직에

근무하게 된 3개 보건소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석했

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화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둘째, PSM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일반적인

공무조직을 대상으로 했지만, 본 연구는 통합 조직의 모

수에 가까운 표본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간호,

의료 등과 같이 특정 직무에 집중하여 조사했으므로 일

반적인 PSM에 관한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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